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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precedented weather phenomena are occurring because of climate change: extreme heavy rains, heat waves, and severe
rain storms after the rainy season. Recently, the frequency of these abnormal phenomena has increased. However, regular pat-
tern or cycles cannot be found. Analysis of annual data or annual average data, which has been established a research method
of climate change, should be applied to find frequency and tendencies of extreme climate events. In this paper, extreme indi-
cators of precipitation and temperature marked by objectivity and consistency were established to analyze data collected by 66
observatories throughout Korea operated by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To asses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data, linear regression and Kendall-Tau method were applied for statistical diagnosis. The indicators were analyzed to find ten-
denci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n increase of precipitation along with a decrease of the number of rainy days. A seasonal
trend was also found: precipitation rate and the heavy rainfall threshold increased to a greater extent in the summer(June-
August) than in the winter (September-November). In the meanwhile, a tendency of temperature increase was more prominent
in the winter (December-February) than in the summer (June-August). In general, this phenomenon was more widespread in
inland areas than in coastal areas. Furthermore, the number of winter frost days diminished throughout Korea. As was men-
tioned in the literature, the progression of climate change has influenced the increase of temperature in the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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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기후변화가 가시화되면서 극심한 폭우, 폭염과 시기상 발생하지 않았던 장마철 이후의 집중호우 등 과거에는 관측된 적이
없던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들의 출현빈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규칙적인 패턴이나 일정한 주기
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연구 방법 중의 하나인 연자료 및 연평균 자료 이
용 및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극한 사상의 발생빈도와 경향성과 같은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강우와 기온에 관련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극한 지수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위치한 기상청 산하 총 66개 관측소의 과거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 자료의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적 진단으로 선형회귀 및 Kendall-Tau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지수들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강수량
은 점차 증가하는 반면, 강수일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을철(9~11월)보다 여름철(6~8
월)에 강우 발생률과 집중호우 한계 기준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여름철(6~8월)에 비하여 겨울철(12~2월)의 기온 상승
경향성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대체적으로 해안지역보다는 내륙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
였다. 또한 우리나라 전반에서 겨울철 동결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여러 문헌을 통해 이미 확인된 것처럼 기후
변화 진행에 따른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기후변화, 통계적 진단, 극한 지수, 경향성 분석

·····························································································································································································································

1. 서 론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세계 곳곳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기상현상들이 출현하고

있다. 남아시아 지역의 폭우, 미국 동부지역의 폭염 및 폭풍

과 더불어 근래 우리나라에 장마철 이후 발생하였던 8월 집

중호우도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상 현상은 20

세기와는 분명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이례적인 현상으로써 비

정상적인 기후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이들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정한 주기나 패턴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연자료 또는 평균개념에 근거한

분석 연구에서 비정상적인 기후 즉, 극한 사상을 분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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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일자료를 이용한 장기간의 발생빈도와 지속기간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Karl 등(1999)은 지난 세기동안 세계 각국에 걸쳐 기후변

화에 따른 극한 사상을 평가한 연구에서 극심하게 추운 날

(cold day)은 감소하는 반면, 극심하게 더운 날(hot day)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Fowler(2005)는

관측치를 분석하여 영국 북동부 지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

으로 극한치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을 확인하

였고 Nicholls 등(1996)은 현재까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

구의 평균온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우량

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온도의 변

화에 따른 증기압 즉, 수증기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인

Clausius-Clapeyron 물리식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물

리식에 따르면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기압이 증가하며 이

는 곧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커지게 됨을 의미한

다(Sonntag 등, 2005). 이와 같은 현상은 비단 Nicholls 등

(1996)의 연구 뿐 아니라 실제로 이미 많은 지역에서 관측

되고 있다(IPCC, 2001).

한편, 기후변화가 수문순환 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극

한 사상의 출현 빈도 및 그 상태를 증가시킨다는 가정이 실

제 수문자료의 변화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들의 영향은 수자

원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걸쳐 경제 분야에 이르기까지 매

우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범람과 홍수, 폭염과 혹한 등

극한 사상의 발생으로 인명피해와 사회 기반시설의 취약성

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다(Kunkel 등, 1999). 따라

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

간에 걸친 수문학적 극한 기후 자료의 변동성에 대한 정확

한 이해와 분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기후변

화로 인하여 과거에 관측된 적이 없던 이례적인 기상 현상

을 경험하게 되면서 점차 극한 기상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 Karl 등(1996)은 최고 및 최저온도에서의 극한 사상,

Palmer 가뭄지수, 극한 강우량과 발생일수를 고려하여 미국

에 적합한 지수를 제시하였다. 뒤이어 Haylock과 Nicholls

(2000)은 극한 강우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1910년부터

1998년 호주의 강우 자료를 이용하여 강우 강도, 발생 빈도

와 비율에 대한 지수를 산정하고, 극한 강우 강도와 출현빈

도가 총 강우량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Manton

등(2000)은 일 강우와 온도 자료 분석을 위하여 극한 지수

를 제시하고 아시아 남동부와 태평양에 대하여 분석하였으

며, Michna와 Schuepbach(2003)은 기온 극한 지수 4개를

스위스에 적용하여 온도 상승 경향과 더불어 이 지수들이

각 계절에 따른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연구하였다.

Pongrácz와 Bartholy(2007)는 25개의 극한 지수(강우 관련

12개, 기온 관련 13개)를 유럽 중부에 적용하여 따뜻한 날의

일수가 증가하는 반면 극한 강우의 출현 빈도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김정희 등(2002)이 기상청 산하 12개 관측소의

기온자료를 사용하여 특이 발생 빈도와 강수량 특성을 분석

하였으며, 이상복 등(2004)은 연최대강수량과 연강수량 자료

를 이용하여 변동 및 경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외에도 권원태 등(2007)에 의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기

후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극한 사상이 기

후변화의 영향으로 인식되면서 이들의 경향성에 관한 여러

연구가 국내외로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기존의 연자

료를 이용한 평균값의 변동성에 관한 분석 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의 경우 극한 강우와 기

온 변화양상 및 빈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수화와 같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과거부터 관측된 강우량, 평균 온도, 최고

및 최저 온도를 이용하여 극한 기후의 변화를 보다 객관적

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과 그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위치한 기상청

산하 66개 관측소의 일 강우 및 일 최대, 최소와 평균 기

온 자료를 사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강우와 기온의 극한 상

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 분석 결과를 분석하고 각 지수와

그 결과에 따라 계절 및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였다.

2. 극한지수의 설정

IPCC는 2001년 발간한 3차 보고서(Third Assessment

Report, TAR)에서 지난 100년간 관측 자료에 근거하여 기

온과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빙하의 퇴각과 성층권 기

온의 하강 등 전구적 기후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속적

인 출현으로 자리매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라 전 세계적

으로 오는 2100년까지 기온이 1.4-5.8oC 정도 상승할 것으

로 전망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Houghton 등(2001)은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여 대응하여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발표된 4차 평가보고서(Fourth

Assessment Report, AR4)에서 전지구의 평균기온 상승과 최

근 12년 중 11년이 최고기온을 기록한 사실에 근거하여 지

구온난화의 진행이 명백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실제 1990년대 이후 계획 홍수량을

초과하는 강우량과 계절별 온도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거나 아주 드물게

발생하던 기상현상들의 출현빈도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

상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통상 예측되지 않

는 기상(abnormal climate)에 의해 이전에 관측되지 않은

정도의 큰 강우와 그로 인한 홍수 유출로 인명과 재신 피해

를 유발하는 홍수사상을 극한홍수(extremely high or rare

flood) 또는 이상홍수(catastrophic flood)로 정의한다

(IACWD, 1982; Smith와 Ward, 1998). 여기서 예측되지

않는 기상 즉, 과거 30년 동안 관측된 적이 없는 현상을

극한 기상 사상(extreme weather event)으로 설명한다. 한편,

IPCC는 3차 보고서(Third Assessment Report, TAR)에서

극한 기상 사상이란 특정 기간을 벗어나 발생한 사상들 자

체를 극한이라고 표현하였다. 강우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

하면, 이전의 강우 발생 시기를 벗어나 출현한 강우 사상

자체를 극한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해에 비하여

비가 많이 왔다는 양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장마기간 이후에

도 비가 왔다는 사실 즉, 기간적인 측면에서도 극한 기상

사상을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특

징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주기와 패턴에 따라 발생하지 않으

므로 현재까지 수문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연평균 강수량 및

기온의 자료에서 기후변화 특성과 요인들을 추출하기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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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무리가 있다. 즉, 과거 발생한 강우와 기온 인자에서 극

한 사상들을 추출하고 통계학적 기술을 적용하여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보다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논

문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한편, 유럽 연합은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21세기 말 극한

기후 사상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크기의 강도로 발생

하게 될지 그 변화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01년 2월

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5년에 걸쳐 STARDEX 프로젝트

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Table 1과 같이 강우와 온도에 관련

한 극한 기상 지수를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

문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강우와 온도에 관한 극한

지수 총 10개 항목을 우리나라 전역에 적용하였다. 강우관련

극한 지수는 집중호우 한계점,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

등을 포함하여 6개로 구성하였으며, 기온관련 극한 지수는

Hot-day와 Cold-night의 한계점을 포함하여 4개 항목이다.

이 지수들은 각 정의에 따라 백분율(%)을 사용하여 우리나

라 전역에서 경험한 기후 상황의 범위에 따라 적용될 수 있

도록 하였다. 이 각각의 항목들은 규모(예를 들어, hot day

한계점), 빈도(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발생 비율)와 지속성(최

대 건조 지속 기간)이 고려된다.

Table 1에 제시한 극한 지수들은 기후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극심한 사상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을 제시하

고 있다. 이는 특정 백분위수(percentile)에 해당하는 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1년(365일)을 기준으로 하였

을 때 이들의 일 자료를 관측 크기의 순서대로 오름차순 또

는 내림차순으로 배열한 후, 상위 10번째에 해당하는 값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대상 유역의 면적, 지형과 사회적 기반

시설 구축 정도 등 각 유역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값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변하지 않

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수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객관성

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극한지수를 이용한 극한 기상 사상의 경향성 분석

3.1 자료 수집 및 관측소 현황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 발생한 극한사상을 분석하기 위

하여, Fig. 1 및 Table 2와 같이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역의 기상청 관할 총 66개 관측소의 일 강우량

과 일 최고, 최저 및 평균 기온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 지

점의 자료 기간은 각 관측소에 따라 1961년 이전부터 관측

이 시작된 강릉, 서울과 인천 지점 등을 포함하여, 1988년

부터 관측이 이루어진 지점까지 최소 19년에서 최대 46년

이상이다.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1988년부터 개시된

철원, 고산, 장수와 봉화 지점의 4개 관측소를 제외하고

2006년까지 대체적으로 30년 이상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극한 기상 현상은 과거 30년 동안 관측된 적이 없는 기

후 현상으로 특정 장소의 통계적 특성 분포에서 거의 발생

하지 않았던(rare) 사상으로 설명한다(IPCC, 2001; Ganguly,

2007). 본 논문에서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있

다는 사실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나라에 위치한 66개의 관

측지점의 자료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관측지

점의 자료 보유 기간(~2006년까지)에 따라 적용하였다. 단,

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1961년 이후 자료를 분석에 사용

하였다.

3.2 통계적 분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극한 기상 사상의 경향성과 공

Table 1. Indices of Extreme Event (STARDEX, 2005)

강우 관련 극한 지수

집중호우 한계점
강우 발생일의 90%의 양(mm/day)

90th percentile of rainy day amounts(mm/day)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 최대 5일 총강우량(mm)
Greatest 5-day total rainfall(mm) max rainfall of 5 - day duration

습윤일의 강우강도 단일 강우강도(강우발생일의 강우량)
Simple daily intensity(rainfall intensity of a rainy day)

최대 건조 지속 기간
연속 무강우의 일의 최대 일수

Maximum number of consecutive dry days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 발생한 사상의 총 강우량의 비율 >장기간 90%
% of total rainfall from events > long-term 90th percentile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발생빈도
다수의 사상 >장기간 강우 발생일의 90%

Number of events > long-term 90th percentile of raindays

기온 관련 극한 지수

Hot-day 한계점 최고온도 90%(oC) - 계절별 가장 더운 낮의 10%
Tmax 90th percentile(oC) - the 10th hottest day per season

Cold-night 한계점 최저온도 10%(oC) - 계절별 가장 추운 밤의 10%
Tmin 10th percentile(oC) - the 10th coldest night per season

동결일수
동결일수 최저온도 < 0oC

Number of frost days Tmin < 0oC

최대 혹서기 기간 일정 기준온도 이상의 값을 갖는 혹서기 기간
Heat wave duration(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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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적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 강우 및 일 최고, 최

저와 평균 온도의 과거 기상자료 분석에 선형회귀분석을 적

용하였다. 관측 자료가 가지는 경향성을 분석하고 자료의 발

생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최우도법 추정을 이용한 최소

제곱 선형회귀법(Wilks, 1995; Press 등, 1986)이 이용되었

으며, 유의수준 검사(siginificant test)는 Kendall-Tau 방법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분석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ress

등(1986)과 STARDEX(2005)를 참고할 수 있다(Haylock,
2003).

Table 3에는 경향성과 유의수준 5% 즉, 신뢰구간 95%에

서의 검증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때, 강우 관련 극한지수

에는 지속기간 5일 최대강수량, 최대건조 지속기간과 집중호

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을 나타내고 기온 관련 극한지

수에는 Hot-day 한계점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Table 3을

통하여 각 기상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뢰구

간 95%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극한사상의 시공간적 변화 분석

관측 개시년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기상청 산하

66개 관측소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수(Table 1)를

분석한 결과, 각 지수들은 계절과 지역에 따른 성향이 뚜렷

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Fig. 2와 Fig. 4는 강우와 기온

관련 극한 지수의 지점별 경향성을 나타낸 것으로, 증가와

감소에 따라 각각 “+”와 “−” 기호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지수의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며, 기호의 크기가 클수록 그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는 이와

반대이다.

우선, 강우 관련 극한 지수의 경우,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

여 여름철(6~8월)과 가을철(9월~11월)을 비교하였다. 조하만

등(1997)은 우리나라 월별강수량이 평년값을 기준으로 하여

7월, 8월, 6월과 9월 순으로 많았으며 겨울철(12월~2월)은

강수량에 의한 영향이 가장 적었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

라는 기후 특성상 과거부터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고 있으

며 8월 말에서 9월에 걸쳐 장마가 출현하므로 이러한 관점

에서 볼 때 봄철과 겨울철보다는 여름철과 가을철 강우를

비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Fig. 2는 강우 관련 극한 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술한

것과 같이 모든 지수에 대하여 여름철과 가을철을 비교하였

Fig. 1 Locations of observations

Table 2. Names and period of Observations

No. 관측소 분석기간 No. 관측소 분석기간 No. 관측소 분석기간 No. 관측소 분석기간

1 속초 1968 18 군산 1968 35 이천 1973 52 해남 1973

2 철원 1988 19 대구 1961 36 인제 1973 53 고흥 1973

3 대관령 1972 20 전주 1961 37 홍천 1973 54 성산포 1973

4 춘천 1966 21 울산 1961 38 태백 1986 55 봉화 1988

5 강릉 1961 22 마산 1986 39 제천 1973 56 영주 1973

6 서울 1961 23 광주 1961 40 보은 1973 57 문경 1973

7 인천 1961 24 부산 1961 41 천안 1973 58 영덕 1973

8 원주 1973 25 통영 1968 42 보령 1973 59 의성 1973

9 울릉도 1961 26 목포 1961 43 부여 1973 60 구미 1973

10 수원 1964 27 여수 1961 44 금산 1973 61 영천 1973

11 서산 1968 28 완도 1973 45 부안 1973 62 거창 1973

12 울진 1972 29 제주 1961 46 임실 1973 63 합천 1973

13 청주 1967 30 고산 1988 47 정읍 1973 64 산청 1973

14 대전 1969 31 서귀포 1961 48 남원 1973 65 거제 1973

15 추풍령 1979 32 진주 1970 49 장수 1988 66 남해 1973

16 안동 1983 33 강화 1973 50 순천 1973

17 포항 1949 34 양평 1973 51 장흥 1973

주) 각 관측소의 분석기간은~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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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집중호우 한계점, (b)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 (c)습

윤일의 강우강도, (e)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과

(f)발생빈도의 경우, 가을철보다 여름철의 경향성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d)최대 건조 지속기간은 가을철

의 경향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우리

는 사계절 중 장마전선 즉, 몬순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름철

에 강우가 집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1998년~2004년 단, 2001년 제외) 장마 종료 후에

더 많은 비가 내렸으며(차은정, 2006), 장마 출현 시기를 고

려하였을 때, 7월과 8월에 걸쳐 꾸준히 강우가 발생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Fig. 2(a)의 집중호우 한계점의 경우, 마산, 완도,

제주도, 서귀포와 태백 등 일부 지점에서는 여름철(6~8월)보

다 가을철(9~11월)에 그 경향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Table 3. Statistic analysis result for observations

관측소

강우 관련 극한 지수의 유의확률(p) 기온 관련 극한 지수의 유의확률(p)

지속기간 5일 최대강수량 최대건조 지속기간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 Hot-day 한계점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겨울철
(12~2월)

여름철
(6~8월)

속초 0.933 0.231 0.497 0.862 0.726 0.202 0.145 0.280 

철원 0.421 0.345 0.493 0.385 0.753 0.724 0.791 0.207 

대관령 0.144 0.097 0.379 0.501 0.280 0.319 0.254 0.820 

춘천 0.069 0.620 0.017 0.766 0.065 0.525 0.097 0.094 

강릉 0.538 0.074 0.707 0.962 0.575 0.082 0.076 0.940 

서울 0.017 0.330 0.759 0.938 0.018 0.962 0.060 0.842 

인천 0.045 0.932 0.381 0.787 0.020 0.278 0.022 0.023 

원주 0.106 0.163 0.143 0.370 0.120 0.631 0.048 0.157 

울릉도 0.302 0.083 0.643 0.734 0.014 0.010 0.038 0.348 

수원 0.079 0.800 0.901 0.748 0.672 0.853 0.546 0.079 

서산 0.090 0.690 0.216 0.340 0.059 0.912 0.351 0.245 

울진 0.619 0.469 0.340 0.543 0.054 0.707 0.223 0.660 

청주 0.130 0.470 0.248 0.334 0.328 0.914 0.083 0.726 

대전 0.085 0.841 0.434 0.279 0.213 0.311 0.012 0.457 

추풍령 0.049 0.835 0.473 0.123 0.017 0.688 0.028 0.992 

안동 0.083 0.427 0.656 0.920 0.024 0.366 0.064 0.370 

포항 0.252 0.123 0.739 0.208 0.052 0.146 0.011 0.790 

군산 0.052 0.971 0.901 0.882 0.207 0.684 0.251 0.194 

대구 0.740 0.733 0.681 0.516 0.260 0.640 0.034 0.595 

전주 0.656 0.784 0.860 0.900 0.087 0.544 0.090 0.409 

울산 0.992 0.740 0.235 0.078 0.495 0.363 0.124 0.992 

마산 0.227 0.546 0.235 0.624 0.928 0.975 0.770 0.469 

광주 0.252 0.478 0.245 0.277 0.525 0.665 0.005 0.259 

부산 0.276 0.872 0.463 0.067 0.140 0.669 0.007 0.098 

통영 0.417 0.875 0.576 0.654 0.971 0.854 0.018 0.568 

목포 0.201 0.940 0.696 0.265 0.220 0.953 0.891 0.917 

여수 0.564 0.902 0.831 0.499 0.507 0.732 0.020 0.718 

완도 0.689 0.247 0.820 0.988 0.573 0.035 0.077 0.048 

제주 0.603 0.320 0.593 0.210 0.620 0.282 0.298 0.820 

고산 0.753 0.550 0.388 0.716 0.600 0.525 0.567 0.233 

서귀포 0.334 0.170 0.723 0.405 0.096 0.104 0.009 0.017 

진주 0.794 0.496 0.296 0.024 0.234 0.200 0.504 0.555 

강화 0.327 0.306 0.582 0.372 0.646 0.338 0.250 0.396 

양평 0.041 0.177 0.224 0.751 0.007 0.308 0.133 0.513 

이천 0.495 0.382 0.677 0.310 0.007 0.250 0.016 0.421 

인제 0.023 0.202 0.526 0.244 0.358 0.166 0.343 0.964 

홍천 0.012 0.162 0.182 0.516 0.007 0.165 0.913 0.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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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이들은 내륙보다는 주로 해안 부근을 중심으로 위치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을철

(9~11월)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지나가는 태풍의 크

기와 진행 경로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여

름철에 집중호우 한계 경향성이 더 증가하는 곳은 철원, 인

천, 서울, 홍천과 안동을 비롯하여 총 53개로 80%를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강하

게 나타나고 특히, 이들 지점은 가을철에 그 경향성이 점차

감소하거나 “−”기호로 표시됨을 알 수 있다.

Fig. 2의 (b)는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

다. 이 지수는 집중호우 한계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철

원, 홍천을 포함하여 봉화, 영주, 문경에 이르기까지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에 나타낸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의 경우도, 가을철보다 여름철의 집

중호우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f)에 나타낸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발생빈도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계절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

라의 경우, 여전히 여름철 강우가 집중되는 것은 변함이 없

으나, 점차적으로 극한 강우의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강수량

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극한 강수 사상의 발생 빈

도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권원태 등(2003)이 연구한 것과 같이 최근 20

년간 강수량은 증가하였으나 강수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강

수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여름철에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

으며 일강수량 50 mm 이상의 호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는 내용에 부합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Fig. 3은 Fig. 2에 나타낸 강우관련 극한 지수들의 각 기

준에 맞춰 정량적으로 수치 분포도를 작성한 것이다. Fig. 3

(d)에 나타낸 최대 건조 지속기간은 습윤 지속기간과 반대되

는 개념으로, 가을철보다 여름철에 감소하는 경향이 두드러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사계절 중 특히 여름철에 강우로

Table 3. Continued

관측소

강우 관련 극한 지수의 유의확률(p) 기온 관련 극한 지수의 유의확률(p)

지속기간 5일 최대강수량 최대건조 지속기간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 Hot-day 한계점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여름철
(6~8월)

가을철
(9~11월)

겨울철
(12~2월)

여름철
(6~8월)

태백 0.673 1.000 0.610 0.805 0.904 0.951 0.475 0.034 

제천 0.029 0.406 0.758 0.523 0.118 0.399 0.351 0.882 

보은 0.073 0.604 0.963 0.640 0.109 0.818 0.162 0.823 

천안 0.458 0.109 0.612 0.302 0.645 0.297 0.213 0.988 

보령 0.366 0.099 0.807 0.596 0.552 0.215 0.320 0.766 

부여 0.123 0.366 0.527 0.421 0.604 0.915 0.097 0.320 

금산 0.078 0.593 0.756 0.717 0.254 0.963 0.031 0.350 

부안 0.505 0.495 0.914 0.818 0.458 0.533 0.129 0.189 

임실 0.106 0.778 0.775 0.264 0.254 0.277 0.029 0.666 

정읍 0.495 0.514 0.963 0.964 0.801 0.259 0.720 0.789 

남원 0.254 0.767 0.276 0.693 0.601 0.763 0.270 0.644 

장수 0.421 0.421 0.248 0.296 0.916 0.069 0.403 0.674 

순천 0.163 0.365 0.975 0.189 0.440 0.415 0.652 0.081 

장흥 0.366 0.182 0.866 0.060 0.812 0.214 0.598 0.278 

해남 0.082 0.413 0.118 0.229 0.380 0.854 0.076 0.552 

고흥 0.894 0.247 0.660 0.130 0.524 0.323 0.975 0.028 

성산포 0.054 0.039 0.465 0.526 0.224 0.183 0.264 0.403 

봉화 0.141 0.248 0.152 0.175 0.753 0.092 0.570 0.506 

영주 0.004 0.432 0.700 0.964 0.014 0.851 0.653 0.756 

문경 0.006 0.134 0.457 0.139 0.013 0.491 0.828 0.012 

영덕 0.242 0.335 0.430 0.717 0.155 0.158 0.877 0.112 

의성 0.219 0.486 0.877 0.162 0.230 0.637 0.465 0.593 

구미 0.013 0.835 0.988 0.661 0.016 0.940 0.020 0.112 

영천 0.514 0.824 0.399 0.547 0.192 0.833 0.192 0.677 

거창 0.097 0.778 0.817 0.617 0.025 0.509 0.011 0.179 

합천 0.625 0.689 0.677 0.145 0.533 0.494 0.001 0.065 

산청 0.406 0.167 0.388 0.293 0.953 0.092 0.377 0.710 

거제 0.075 0.505 0.773 0.203 0.132 0.717 0.029 0.476 

남해 0.279 0.563 0.728 0.275 0.118 0.349 0.514 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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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제시한 강우 관련 극한 사상 관점에서 해석하면,

단순히 과거에 발생했던 강우와 같이 장마로 인하여 지속적

이고 주기적인 강우가 발생한다기보다는 국지적이고 단기적

이며 불규칙적으로 보다 강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임기석 등(2002)이 우리나라

에 연중 발생하는 호우 형태가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고 시간

적으로도 매우 불규칙하며 국지적인 양상을 보인다고 한 연

구 내용과 김병식 등(2003)이 전구적인 기후변화가 발생했을

때 한반도의 강우강도가 커지고 건조지속기간과 습윤 지속

기간이 짧아짐으로써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

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

Fig. 4는 기온 관련 극한 지수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윤원태(2006)는 현재 우리나라 겨울철의 경우, 극단적인

추위일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계절적으로 볼 때 겨울철이 짧

아지고 여름철이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기온 분포의 경우

도 겨울철 기온 상승폭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여름철

과 겨울철의 기온 관련 극한 사상 지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Fig. 4(a)의 Hot-day 한계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계절의 기온 상승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여름

철(6~8월)보다 겨울철(12~2월)이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합천, 거창, 안동을 포함하여 금산, 이천 지

점 등 우리나라 중부 내륙 전반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4년 동안의 연도별 한반도

평균 기온을 분석한 결과,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 충남

북 및 영서지방 대부분과 부산, 대구, 광주 등 매년 겨울철

Fig. 2 Rainfall-related indices of extr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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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차은정, 2001).

한편, 김맹기와 강인식(1999), Oh 등(2004)은 기온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로 도시화를 설명하였다. 김맹기와 강

인식(1999)은 도시화에 따른 기온 증가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1954년부터 1993년까지 최근 40년의 자료를 분석하고 대구,

서울과 포항 등 인구 증가를 포함하여 도시화가 진행된 지

역에서 기온 상승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Oh 등(2004)

은 1973년부터 2002년까지 과거 자료를 분석하고 도시가

농촌보다 기온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난 연구 결과에 근거하

여 도시화가 기온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도시로 구성된 우리나라

의 중부 내륙 전반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과

더불어 도시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온 상승 효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부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에 위치한 고산지점, 우리나라

남해에 위치한 완도, 남해 지점은 겨울철보다는 여름철에 온

도 증가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점

은 그 차이는 미소하나 여름에서 가을철까지 온도 상승 경

향을 보였으며, 강우 관련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여름

철보다 가을철에 강우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분석 결과는 본 논문의 서론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Clausius-Clapeyron가 제시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기압

이 영향을 받아 결국 강우 잠재력이 커진다는 물리식 이론

에 부합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Fig. 4(b)의 Cold-night 한계점은 Hot-day 한계점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현재까지 이 지수는 정읍, 순천, 해

남 지점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남동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

름철보다 겨울철에 경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c)를 통해 겨울철 동결일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권원태 등(2003)의 연구에서 제시

한 겨울 저온일의 발생빈도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결

과와 일치한다. 사실, 우리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겨울철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봄철과 여름철이 늘어나고

있음을 겨울철 서리일, 결빙일과 난방일의 감소 등 다양한

생활 기온 지수 변화와 봄에 꽃이 피는 시기가 빨라지는 등

생태계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기상연구소,

2002; 권원태, 2004). 단, 여름철은 기온이 0oC이하로 떨어

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았다.

Fig. 3 Histogram of rainfall-relate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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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의 최대 혹서기 기간은 매우 더운 기간으로 이

지수는 여름철에 거창과 합천 지점을 중심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겨울철에는 열대야 현상으로 나타나는

혹서기 기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여름철에 대한 최대 혹서

기 기간 지수를 나타내었다. (c)동결일수와 (d)최대 혹서기

기간 지수를 비교하면 겨울철 동결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성

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혹서기 기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주, 구미, 거창과 합천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유역 일대에서는 동결일수의 경향성이 감소하는

반면, 최대 혹서기 기간을 나타낸 지수는 증가 경향성이 큰

Fig. 4 Termperature-related indices of extremes

Fig. 5 Histogram of temperature-related 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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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결과 분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총 66개

관측소 중 위치적으로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관측기간

이 최고 35년 이상이 되는 강릉, 서울과 합천 지점을 선택

하였다. 그리고 장마,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강우의 영향

이 가장 큰 여름철 극한 사상 지수별 경향성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의 왼쪽 부분은 각 지점별, 연도별 극한

지수 분석값이며, 오른쪽 부분은 이들 각 값에 대한 단순

회귀 분석 결과이다.

Fig. 6의 (a)는 이 세 지점 중에서 집중호우 한계점으로

강릉과 서울의 경향성은 약 0.28로 비슷한 반면, 합천은 0.5

로 나타났으며 광주, 순천 등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중부

내륙보다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는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으로 특히, 서울 지점에서 증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995년 이후 강수량의 크기

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

Fig. 6 Rainfall-related extreme indices of Seoul, Gang Neung and Hap Cheon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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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강릉 지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합

천 지점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e)는 습윤일의 강우강도로 세 지점 중 서울 지점의 경향

성이 크게 증가하며 특히,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에서와

같이 1995년 이후로 강우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합천의 경우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보다는 다

소 변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세 지점 중에서 경향성

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g)는 최대 건조

지속기간으로 서울과 합천은 가뭄이 발생하였던 1994~1995

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 지점 중 서울과 합천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강릉 지점은 그 정도는 미약

하나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온 관련 극한 사상 지수는 온도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 겨울철에 대하여 강릉, 서울과 합천 지점의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a)는 Hot-day 한계점으

로 세 지점 모두에서 경향성이 증가하여 이미 여러 연구에

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세 지점 중에서 서울과 강릉보다는 합천 지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의 (c)는 Cold-night 한계점으로 세

지점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서울에서 가장 크

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극한 강우 및 온도 발생의 특성이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상기상 현

상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일정한 시기와 패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향성 관련 연구 등과 같이 월 단위 또

는 연 단위의 시계열 자료의 평균 변동성을 분석하기 보다

는 일 단위에 근거하여 강우와 온도의 극한 사상을 대상으

로 계절별 지역별 경향성과 자료의 변동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위치한 기상청 산하 66개 기

상관측소의 일 강우량, 일 최고 및 최소 온도와 평균 온도

자료를 사용하고 강우와 기온 관련 극한 지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장기간에 걸친 기상 자료의 변동성을 파악하고 이를 객관

적이고 일관성있는 값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강우 및 기온

과 관련한 극한지수 총 10개를 제시하였다. 강우 관련 극

한 지수는 집중호우 한계점,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

습윤일의 강우강도, 최대 건조 지속기간,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과 발생빈도를 포함하여 6개이며, 기온

관련 극한지수로는 Hot-day 한계점, Cold-night 한계점,

동결일수와 최대 혹서기 기간을 고려하여 4개의 지수로

구성된다. 이 지수값들은 특정 백분위수(percentile)에 해당

하는 값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자료의 변동성을 상대적으

로 평가할 수 있다.

2. 강우 관련 극한 지수에서 강우량을 대변하는 집중호우 한

계점,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량, 습윤일의 강우강도, 집

중호우 한계점 이상 강우량 비율과 집중호우 한계점 이상

의 발생빈도를 계절별로 분석한 결과 특히, 여름철에 대하

여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계

절적으로 보았을 때, 가을철보다 여름철에 이상지수의 경

향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건조 지속기

간 경우 가을철의 경향성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볼 때 전체적인 강우량은 증가

하나 강우 발생빈도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집중호우 발

Fig. 7 Temperature-related extreme indices of Seoul, Gang Neung and Hap Cheo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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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률과 발생빈도 경향성은 증가하는 반면, 최대 건조 지속

기간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러한 결과는 여름철에 강우가 집중되는 것은 변함이 없으

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나 태풍 기간에 국한되지 않

아 발생시기가 주기적이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가을철보다

는 여름철에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여름철과 가을철의 강우 관련 극한 지수를 공간적으로 비

교해 본 결과, 여름철의 경우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발생 비율의 경향성과 지속기간 5일 최대 강수

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철의 경

우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서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는 태풍의 발생 시기와 경로, 그리고

크기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4. Hot-day 한계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사계절의 기온 상승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여름철보다 겨울철의

기온이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일수와 최대 혹

서기 기간 지수를 비교하면 겨울철 동결일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이는 지역에서는 혹서기 기간이 증가하는 경

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진주, 구미, 거창과 합천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유역

일대에서 뚜렷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기온 관련 극한 지수를 공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주도

와 남해 부근에서는 대체적으로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기

온 상승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내륙 전반에 걸쳐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기온 상승 경향

을 보였으며 특히 낙동강 유역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계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겨울철의

기온 상승폭이 큰 것을 의미하며 계절적으로 볼 때 과거

에 비하여 점차 봄과 가을철이 길게 느껴지는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구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상현상의 평균적 변화 이외에도 과

거와는 구별되는 집중호우, 호우 발생 시기와 빈도 등의 분

석을 통해 비정상적인 기후 즉, 극한 기상 현상의 출현 가

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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